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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장학금 신청서 

 

이 추가 장학금 신청서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기관매칭 장학금 이외에                                                                    
추가로 장학금을 원하는 학생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이        름   성        별   

전        화   법적  신분   

주        소   

학위  과정 □ BACS   □ BACM   □ MACS   □ MACM   □ MAC   □ M.Div.   □ D.Min.   □ Certificate 

장학금 신청 
사유 

  

장학금 신청 
액수 

  

근로  봉사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도서관, 학교 청소 및 기타 학교와 관련되는 일  등에                         

주당 몇 시간 정도 봉사할 수 있습니까? ___________ 시간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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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Matching Scholarship Guidelines 
(鮟驯 ꝓ믜 디싈魷) 

Introduction 
� 기관매칭 장학금: 교회, 비영리기관, 종교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

들에게 IRUS가 Matching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기관이 학생에게 지급핚 장학금의 1/2을 Matching하여 IRUS는 학생에게 장학금

을 지급핚다. 

� 단: IRUS에서 제공되는 Matching 장학금의 핚도는 500불 임. 
 

Deadlines 
� Fall 등록 학생: July 31 

� Spring 등록학생: December 31 
 

Application Process 
� Organization Matching Scholarship Application을 작성핚다. 

� 장학금은 교회나 단체에서 학생에게 주는 임금이나 사례비가 아니어야 핚다. 즉 

장학금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어진 check이어야 핚다. 

� 신청서와 Check(payable to IRUS)을 상기 마감일 전에 IRUS 등록 사무실에 

제출핚다. (단, 신입생은 학기 등록기간까지 신청서와 Check을 등록 사무실에 

제출핚다.) 
 

Chart for Examples 
기관에서 제공된 장학금 IRUS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100불 50불 

300불 150불 

500불 250불 

1000불 500불 

1500불 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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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Matching Scholarship Application 
Student Name:                                                    Student ID #: 
1. Student Information 
Deadlines 

� I will attend Fall Semester         Deadline is June 31 

� I will attend Spring Semester     Deadline is December 31 

Level 

� Undergraduate Student 

� Graduate Student 

Other INFO 

� International Student on an F-1 

By signing below I, the student, acknowledge that I have read the guidelines of the scholarship 

 
 
Student Signature                                                                                   Date 

 
2. Church, Religious or Non-profit Organization Information 

Organization Name  
Organization 

Official’s email  Phone Number  

By signing below, I (the church official) agree to the following items: 
9 The attached check is made payable to IRUS. 
9 I understand that only one check per student will be matched. 
9 The attached check is not from an individual or for wages earned by the student. 
9 I have read the scholarship guidelines on the first page of this form 

 
 
Name of Signature (Printed)                                           Title of Signature                  
 
 
Signature of Church, Religious or Non-profit Organization Official      Date 
                                                 
 


